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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튜디오의붕괴와함께 그틈새에서B급 화들이성장하기시작했던

50년 에 큐브릭은 자신의 작업을 거의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에서

‘완전 작가’로 시작할 수 있었다. 큐브릭의 세번째 작품 <킬링>은 B

급 화의 테두리에 있던 그의 초창기 화 중 가장 중요한 화이

다. 그러나동시에<킬링>은시 를너무도빨리거슬러온 화이다.

형무소에서 막 출소한 사내가 경마장의 매상금을 빼돌리기 위한 면

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을 큐브릭은 마치 조각난 퍼즐을

맞추듯이분절된시간속에서다룬다. 드팔마와타란티노를통해유

령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<킬링>은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

시 와조우하게되었다.

스스로 원맨 밴드가 되어, 그리고 자신의 아내(<공포와 욕망>에서

첫번째아내토바큐브릭은 사감독이면서서류와소품관리를담

당했었고<킬러의키스>에서두번째아내루스소보카는 로리아의

회상장면인 발레 시퀀스의‘주연’이었으며 <킬링>에서도 미술을 담

당한다)를 비롯한 친지들과 친구들을 불러모아 화를 찍었던 큐브

릭은<킬러의키스>가그의말처럼‘열악한환경에서만든 화로세

계배급을따내는드문성과’를거둠으로써헐리우드진출의발판을

마련하게된다. 그는<킬러의키스>를마무리하고있었을때알게된

제임스 B 해리스와 함께 해리스-큐브릭 프로덕션을 설립하고‘제

로갖추어진’프로스탭들과스털링헤이든을비롯한인지도있는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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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무소를 나온 조니는 애인 페이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베이 메도스 경마장의 매상금 2백만 달러를 강탈할 계

획을 세운다. 그는 자금원인 마빈, 마권 매장의 현금계원 조지, 경마장 바의 바텐더 마이크, 경관 란디 등을 자신의

계획에 합류시킨다. 마이크는 병에 걸린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, 란디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, 그리고 조지는 돈

만 밝히는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조니의 계획에 가담한다. 남편 조지를 무시하며 젊은 정부 벌을 사귀고 있던 조

지의 아내 샐리는 조지와 그의 동료들의 계획을 눈치챈다. 샐리와 벌은 그들이 성공하면 그 돈을 가로채려고 한다.

조지와 친구들은 추가로 레슬링 선수 던 모리스와 사격의 명수인 니키를 고용한다. 드디어 계획 실행 당일. 경마장

바의 카운터 옆에서 모리스가 예정 로 소동을 부리고 조니는 그 틈을 타고 조지가 열어 놓은 통로를 통해 사무실

로 들어간다. 그리고 마이크의 개인 사물함에서 그가 미리 준비해놓은 총을 끄집어내어 복면을 쓴 채 현금계원실로

들어간다. 2백만 달러의 현금을 푸 에 담은 조니는 계원들을 밖으로 내쫓고 푸 를 창 밖으로 던진다. 그 때 니키

는 주차장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총으로 경주마를 쏘고 경마장은 엉망이 된다. 조니가 밖으로 던진 현금 푸 는 기다

리고 있던 경관 란디가 주워 미리 빌려놓은 모텔 방으로 옮긴다. 계획의 성공에 기뻐하며 모텔에서 조니가 돈 푸

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던 일동 앞에 벌이 나타난다. 어지러운 총격전 끝에 조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는다. 조

니는 아파트 앞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조지를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차를 돌린다. 조지는 집에서 벌

을 기다리고 있던 샐리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. 조니는 페이와 약속한 공항으로

향한다. 보스톤 행 탑승 수속을 끝마쳤을 때 화물 운반차에 실려있던 조니의 트

크가 바닥에 떨어지고 2만 달러가 공중에 흩어진다. 그리고 공항 현관에서 두 사람

의 형사가 그들에게로 다가온다. 

90년 다시부활한큐브릭의최초걸작<킬링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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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우드 배우들을 써서 <킬링>을 제작한다. 또한 이전

의 화들에서촬 을도맡아해왔던(사진작가로

화를 시작한 큐브릭은 촬 감독 협회에 가입되어있

는몇안되는감독중의하나 다) 큐브릭은<킬링>에

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(루시앙 발라드)에게 촬 을

맡기게 된다(헐리우드 화 기 때문에 협회의 규정

에 따라 스스로 촬 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유 다.

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현장에서 조명을 체크하기 위

해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으

며 <시계태엽장치 오렌지>의 핸드 헬드는 모두 큐브

릭자신의촬 이다).

<킬러의 키스>와 <킬링>은 마치 마주보고 있는 두

편의 화와도 같다. <킬러의 키스>가 느와르라는 장

르를 공간에 관한 알레고리들로 뒤집어 생각하 다

면 <킬링>은 강탈 화 장르를 시간의 전혀 다른 축들로 돌아보는

화이다. <킬링>은 돈을 손에 넣기 위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와

그것이어떻게실패로돌아가는가에 한이야기가인물들을중심으

로 다시 반복되어지면서 진행된다. 거듭되는 플래시백을 통한 반복

회귀는 객관적인 시간을 공통축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그들

에게 할당된 역할을 기준으로 그 축을 다시 짜는 것이다. 그 각각은

분절되어있지만그것은반복됨으로써보다풍부해지며전체를완성

해나간다. 그래서불완전한부분들은점차전체로서의형태를갖추

어간다. 

큐브릭의 화들은 동시 의 화들과 저만치 떨어져 항상 그 유

행(하는장르)의끝에서가장먼저도착한다. 90년 에와서야다시

불려져오는<킬링>은그중에서도가장(너무) 빨리도착했던 화이

다. 우리는이미구획이끝난90년 화 토에큐브릭의<킬링>을

가져다놓음으로써지금까지의 토분할은모두무효가되어버리고

경계선은전혀다른형태로그려짐을목격하게된다. 거기서도가장

느닷없이 떨어져 나오는 두

인물은타란티노와드팔마이

다. 그래서 전혀 생소해 보이

는 타란티노와 드 팔마의 사

이를 이어보는 순간, 시간을

한참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

스승인히치콕과혹스사이의

교각을 만들어보려고 애쓰는

순간그가운데에는큐브릭의

<킬링>이 있다. 이들이 각각

자신들의스승들몰래큐브릭

으로부터 받은 과외 수업은

바로 화를시간이라는새로

운축으로다시보는것이다. 

말하자면 90년 가장 새

로운 화라고불리워지는타

란티노의 (그 스스로‘나의 <킬링>’이라고 말하는) <저수지의 개들>

은<킬링>을그뒤에서부터거꾸로베낀것에지나지않으며드팔마

가<카인의두얼굴>에서전략으로내세운, ‘일체의극적스토리텔링

을부정하는, 플래시백을이용한이야기전달’은철저한<킬링>의응

용이다. “<2001: 우주 오딧세이>의 시간 감각은 완전히 우주적이고

스토리감각도아주기묘하다. 관객은전혀색다른스토리텔링을경

험하게 된다.”(드 팔마) 그는 <스네이크 아이즈>에서 스스로 히치콕

이라고 굳게 믿으면서도 무수하게 미분시켜 파편화된 시간을 다시

짜맞추는 방식과, 공간을 무한으로 적분시켜 한번에 파악하게 하는

부감쇼트를동시에사용하면서큐브릭이제시한패러다임에매력을

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(그렇다면 타란티노와 드 팔마가 공통적

으로 매혹되고 있는 폭력도 어쩌면 큐브릭의 폭력의 철학으로부터

연유하는것은아닐까?). 

<킬링>에서 이 플래시백이 어떻게 훔치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<저

수지의 개들>은 실패의 원인인 배신자에 관한 의심이고 <스네이크

아이즈>는 사건의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이다. 다시 말해 <킬링>에서

인물들을 이동하는 플래시백 사이에서 강조되는 것이 갱 개인 개인

의삶이라면<저수지의개들>은인물의심리(혹은좀더개인적이고

감정적인 의미에서의 인물 그 자체이다)이고 <스네이크 아이즈>는

사건의실마리가되는또다른정보들이다. 창고라는한정된공간과

제한된시간을넘어서는동력이되는타란티노의1인칭시점의나레

이션은‘한편몇시몇분누구는…’이라는<킬링>의객관적이고전지

적인나레이션으로부터발전한것이다. 그러니까큐브릭의<킬링>이

뉴스 필름의 나레이션과도 같이 건조체로 쓰여진 보이스 오버의

화라면, 타란티노의 <저수

지의 개들>은 톡톡 튀는 짤

막한 사들이쉴새없이구

어체로이어지는라디오방

송의보이스미학으로이루

어졌으며(<재키 브라운>에

서 그는 점점 문어체로 다

가가고 있는 듯하지만) 드

팔마의 <스네이크 아이즈>

는만연체에가까운텔레비

전스포츠중계의전략으로

만들어졌다.  

그러나 잊지말아야 할

것. 그것은 큐브릭의 화

들에서비롯되는것이아니

라 큐브릭의 <킬링>이라는

한편의 큐브릭 화로부터 나오는 것이다. 헐리우드는 이제서

야큐브릭의 화를따라잡기시작했다. <킬러의키스>가<블러

드 심플>을 통해서 불려져 왔다면 <공포와 욕망>은 <씬 레드 라

인>을 통해 이제서 얼굴을 내 고 있다.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

지나지않는다. 지금우리의시 가큐브릭의초기 화들과만

나고 있다면 <시계태엽장치 오렌지>나 <2001: 우주 오딧세이>

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도

모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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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이라는축을중심으로해체와재구성을반복하는<킬링>

경마장의매상금을가운데두고수많은인물들의이해관계가얽혀든다. 맨왼쪽은연기를지도하는큐브릭


